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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시장 개요 

1-1. 전시 개요 

 전시명 

    - 17th IUAPPA World Clean Air Congress & 9th CAA Better Air Quality Conference 

 기 간 : 2016년 8월 29일(월) ~ 9월 2일(금) 

 장 소 : 부산 벡스코 

 참가업체 수 : 31업체 41부스 

 주 최 : IUAPPA, 한국대기환경학회, Clean Air Asia 

1-2. 프로그램 안내 



1-3. 전시장 안내 

 부산 벡스코 컨벤션 홀 (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) 1-2층 로비 

1-4. 전시회 세부 일정표 

진 행 내 용 일 정 

부스공사 기간 8.28.(일) 09:00-18:00 

▶독립부스 설치 완료 8.28(일) 16:00까지 

▶기본부스 설치 완료 8.28(일) 16:00까지 

▶전시장 전기 공급 8.28(일) 16:00이후 

▶임대가구 등의 비품 공급 8.28(일) 18:00까지 

▶전시품 반입 완료 8.29(월) 09:00까지 

▶ 참가업체 명찰 수령  
    (1층 등록데스크) 

8.28(일) 
8.29(월) 

16:00-18:00 
 09:00-18:00 

전시기간 
8.29(월)-9.1(목) 

9.2(금) 
9:00-18:00 
9:00-12:00 

▶전시물품의 작동 정지 매일 전시회 종료 전후 15분 이내 

전시물품의 철수기간 9.2(금) 12:00-18:00 



1-5. 참가업체 출입증 신청 

 본 행사 기간 동안 후원 등급별 Conference 등록인원이 제한 되어 있으므로, 아래의 등급별 무료

등록인원을 확인 후, 신청서를 제출 (첨부1)하여 주십시오.  

 

 

 

 

 전시기간동안  전시장에 상주할 직원의 출입증 신청서(첨부2)를 8월 12일(금) 오후 5시까지 

kosae@kosae.or.kr 혹은 FAX 02-387-0242로  제출하여 주십시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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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6. 부스 형태별 제출 항목 

구분 신청항목 

해당사항 

신청서 양식 
기본부스 독립부스 

1 
Conference  
참석자 신청서 

선택 선택 첨부1 

2 출입증신청서 필수 필수 첨부2 

3 간판신청서 필수 필수 첨부3 

4 부대시설신청서 선택 선택 첨부4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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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부대시설 안내 

2-1. 기본부스 

 기본 부스 사이즈 : 가로 3m, 세로 2m, 높이 2.5m 

 포함사항 

- 업체명 간판, 실내조명(3), 바닥 파인텍스, 인포데스크(1), 의자(2) 

- 기본공급전력 : 1kW, 콘센트 3구 1개 

     로고 추가 등 간판 디자인 변경 시 기본부스 장치업체(성호디자인)에 문의 

 첨부3 을 참조하여 간판신청서 kosae@kosae.or.kr, FAX 02-387-1881 제출 

 독립부스를 원하시는 업체의 경우 성호디자인 이강성 부장

(sunghodesign@daum.net)에 문의 및 신청바랍니다.  

 

!주의: 

  기본부스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(못박기, 페인트칠 등) 

  훼손 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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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시설 세부 내역 단가 

기본부스  

전기 

단선 1kw 50,000원/ kW 

스포트 100w 10,000원/개 

암스포트  20,000원/개 

형광등 40w 15,000원/개 

콘센트 220V 2구 20,000원/개 

2-2. 추가 전력 및 비품 신청 안내 

 기본 제공되는 사항 이외에 별도의 전력 및 비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첨 1,2 의 정

보를 참조하시어  양식 첨부 4를 작성하시어 성호디자인 이강성 부장(010-3119-6778)

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  

 별첨1 : 추가전력 신청 



 별첨2 : 가구 렌탈 리스트 



 별첨2 : 가구 렌탈 리스트 



3. 전시회 운영 규정 

 출입증 패찰 

 흡연금지 : 전시준비, 전시기간 및 철거 시 전시장 내 절대 흡연 금지 

 전시품 반입 일자 : 2016 8월 28일(일) 오후 4시부터 가능 

 전시품 반출 일자 : 2016 9월 2일(금) 오후 12시부터 가능 

 전시기간 : 8월 29일(월)~9월 1일(목) 오전 9시~오후 6시  

9월 2일(금) 오전 9시 ~ 오후 12시 

 안전 : 인화성, 폭발성 등이 있는 제품이나 용기 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.  

   전시제품 등이 관람자의 안전에 위해하다고 조직위원회에서 판단시 철거를  요청할 수 있습

니다.  

 도난예방 : 전시주관기관이나 전시부스업체에서는 전시제품 등의 도난에는 책임을 지지 않

으니 도난 등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. 

!주의: 

  기본부스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(못박기, 페인트칠 등) 

  훼손 시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

 

3-1. 기본사항 

3-2. 포워딩 안내 

 CJ 대한통운  

   담당자 김인영, 02-6919-6758, 010-9434-9218, inyoung.kim2@cj.net  

3-3. 전시물품 보관안내  

 전시기간동안 전시 물품 보관은 컨벤션센터 2층 207호에 보관 할 수 있습니다.  



3-4. 화물 출입 안내  

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반입되는 모든 장비는 벡스코 제1전시장 하역장 출입구를 이용

해야 하며, 컨벤션홀 화물엘레베이터를 이용하면 됩니다. 설치 가능 기간은 8월 28일

(일) 오후 4시~6시, 8월 29일(월) 오전 9시까지입니다.  

 하역주차장 이용시 기본 3시간은 무료이며, 이후는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  



4. 전시장 안내 

4-1. 컨벤션홀 1층 



4-2. 컨벤션홀 2층 

 전시 관련 문의 

- 부스 위치 : 한국대기환경학회 (kosae@kosae.or.kr, 02-387-0242)     

- 부스 설치 및 가구 신청 : 성호디자인 이강성 부장 (010-3119-6778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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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3. 전시 리스트 



첨부 1 : Conference Full-package 신청 

순번 영문이름 영문소속 직책 이메일 연락처 국적 성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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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원 등급별 Conference 무료등록인원이 제한 되어 있으므로,  

   아래의 등급별 등록인원을 확인하여 주십시오. 



첨부 2 : 전시출입증 신청양식  

순번 영문이름 영문소속 직책 이메일 연락처 국적 성별 



첨부 3 : 기본부스 상호간판 신청서 

 신청 업체  

회사명 부스번호 

담당자 부서/직위 

전화 팩스 

휴대전화 이메일 

 영문상호 

    - 영문상호는 아래 표기된 대소문자 그대로 출력됩니다. 

띄어쓰기, 쉼표, 마침표 등 문장부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여 주십시오 

영문 병기(각1줄)하여 표기되며 글자 수가 많을 경우 글자크기, 자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 

업체별 일괄적용되는 바, 업체명 이외의 이미지, 로고등은 삽입 불가합니다. 

상호 간판 신청서 제출 및 문의 (8월 12일 오후5시 마감) 
  - 한국대기환경학회 (02-387-0242, kosae@kosae.or.kr) 



 신청 업체 

회사명 담당자명(사인) 

부스번호 팩스 

전 화 이메일 

<전자세금계산서> 핸드폰 

 렌탈 내역 

항 목 물품명 및 사양 수 량 단 가 계 

소 계 부가세 별도 금액 

합 계 부가세 포함 총 금액 

 가구 렌탈 신청서 보낼 곳 
    - 성호디자인 (담당: 이강성 부장)  
    - 전화 : 02-3442-5446  팩스 : 02-3442-5543  이메일 :  sunghodesign@hanmail.net 
    - 입금계좌 : 국민은행 814-01-0400-017   예금주 : ㈜ 성호디자인 

2016년 8월 16일까지 가구 비품, AV, 전기 조명 임대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신청비 전액을 납부
해야 합니다. (한국에 사업자가 있으신 업체는 1USD=1,100원의 환율을 계산해 납부하시면 됩니다.) 

2016년 8월 16일 이후 신청하는 업체는 10%의 추가 요금이 청구되며 현장에서 신청하는 업체는 20%
의 추가 요금이 청구 됩니다. 현장에서 가구비품, AV, 전기조명 임대 신청 주문 시 현장 상황에 의해 
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. 

신청하신 서비스는 비용 입금 확인 후 제공 되며 취소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.  
은행송금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제출해 주십시오 

첨부 4 :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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